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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  A1-2006-0091

자 료 명   고령화 사회에 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한 조사 : 일반국민

    안녕하십니까?

  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안을 모색

하기 하여, 정년제도에 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  귀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무작 로 선정되었으며,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

집계되어, ‘우리나라 국민 %의 의견...’이라는 식으로 처리되며, 개인 인 비 은 로 보

장됩니다.

  바쁘시겠지만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을 해서 응답에 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

  단히 감사합니다.

연구 기  :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 박사(02-2007-0564)

조사 행 : (주) 리서치연구소 박 (02-3218-9637)

SQ1. 귀하의 성별은?

1) 남         2) 여

SQ2.  귀하의 연령은?             (만 ___________세)

     (→ 만19세 미만인 경우 조사 단) 

SQ3. 귀하의 친척 에 4  이내에 공무원이 있습니까?

1)          2) 아니오(→ 조사 단)

SQ4. 귀하는  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?

1)         2) 아니오(→ 조사 단)

*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7.6%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

에 진입하 으며, 2019년에는 14%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,  2026년에는 20% 이상

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되고 있습니다. 

* 2002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자의 평균 수명은 71.7세, 여자는 79.2세이며 계속

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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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1. 귀하의 직장은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1) 매우 그 다(문 2번으로)  2) 어느 정도 그 다(문 2번으로)

3) 별로 그 지 않다(문2-1번으로)  4)  그 지 않다(문 2-1번으로)

5) 잘 모름/무응답(문 3번으로)

문1-1. (문1에서 1),2) 응답자) 그 다면,  귀사의 근무 정년은 몇 세 정도입니까? 

(___________세)

문2. 고령화 사회에서의 민간부문의 정한 정년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? 

(___________세)

문3.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공부문의 정한 정년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? 

(___________세)

문4. 고령화 사회에 있어 공무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1) 매우 필요하다(→ 문5-1로 이동)  2) 어느 정도 필요하다(→ 문5-1로 이동)

3) 별로 필요없다(→ 문6로 이동)   4)  필요없다(→ 문6로 이동)

5) 잘모름/무응답

문4-1. 공무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, 몇 년 후가 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?(     년후)

→ 1년후, 2년후, 3년후 등으로 응답을 받기 바람. 구체  연수로 응답하지 않으면 

다음의 카테고리로 응답을 받을것.

1) 2010년 이 에   2) 2010-2015년에 

3) 2015년-2020년에   4) 2020년 이후 연장

문5. 재 공무원은 직 별 차등정년제로 5  이상은 60세, 6  이하는 57세가 정년입니

다. 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1) 행 유지가 좋음

2) 행보다 직 별 정년 차이를 이는 것이 좋음

3) 행보다 직 별 정년 차이를 늘리는 것이 좋음

4) 직 별 정년 차이를 없애는 것이 좋음

문6. 재 국민은 국민연 제도의 용을 받고 있고,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연 제도의 

용을 받습니다.

     공무원 정년을 연장할 경우, 공무원 연 의 개 , 즉 연  수령액 조정과 연  개시

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1) 연  수령액 조정과 연  개시연령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

2) “     어느 정도 필요하다

3) “     별로 필요하지 않다

4) “      필요하지 않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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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7. 그 다면, 공무원 정년 연장과 공무원 임 피크제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

생각하십니까?

1)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

2) 어느 정도 “               

3) 별로 연계할 필요가 없다

4)     “      없다

문8.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산과 세 의 증액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1) 산과 세 이 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

2) “      약간 증액되어도 무방하다

3)  “      많이 증액되어도 무방하다

※[문10-문11]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공백에 처하기 해 공무원 

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. 다음 질문들은 재고용과 

련된 질문들입니다.

문9. 퇴직한 공무원을 재고용하는 방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1) 매우 찬성 2) 어느 정도 찬성

3) 다소 반 4) 매우 반

5) 잘모름/무응답

문10. 민간 퇴직자에게도 공무원직을 개방하여 고용하는 방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

까?

1) 매우 찬성 2) 어느 정도 찬성

3) 다소 반 4) 매우 반

5) 잘모름/무응답


